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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NA

LET THE CHRISTIAN YOUTH CHANGE THE WORLD

Awana 클럽 간증

AWANA,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AWANA,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 휴직을 하게 되었고 이 휴직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하는 중 같은 목장의 언니들이 함께 하자고 권유하여서 살짝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교사로 섬기게 되었다. 8살이 된 큰 아이 시온이도 자연스럽게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교사 교육을 받고 Awana의 뜻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을 알게 되면서 사실 더
부끄러워졌지만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
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5)’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부끄러움 많은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시 고자 하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I decided to take time off as my first child went to elementary school. As I was
thinking of what I should do with the time I have now, I decided to serve as an
Awana leader with my church friends. My eight-year-old son Zion started Awana
naturally with me. Taking the leader training, I was more ashamed when I learned
the meaning of Awana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but the verse from 2
Timothy comforted me.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as one approved,
a worker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and who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ruth(2 Tim 2:15).” I was thankful and could expect that God would use my
shameful life as he forgave me as a sinner.

Awana의 프로그램의 가장 중점은
말씀 암송으로 단계별로 아이들이 암
송하고 미션도 수행하며 보석과 뱃지
를 받는다. 어떤 아이들은 엄청 많은
보석과 리본을 조끼에 달고 있기도 하다. 시온이도 보석을 많이 받고 싶어서 앞서 시작한
선배들의 조끼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러한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며 지금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에도 세상의 지식과 스펙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
하게 여기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말씀 암송 구절이 머리에서만 머물지 않
고 가슴과 삶으로 옮겨 지기를,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온이는 나보다 Awana 하는 날을 더 기다렸다. 미니 올림픽 시간에 즐겁게 게임도 하고
상품도 받고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온이가 나에게 “엄마!
난 미니 올림픽보다 말씀 암송 시간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
유는 없었고 그냥 너무 좋다 였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아이의 성향 때문에 좋아하는
거겠지 무심코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시온이에게 부어준 은혜를 왜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
하는지 반성했다.
The core program of Awana is that children do memory verses step by step and get
rewarded with pins and jewelry. Some children have a lot of pins and jewelries on
their vests. Zion was very motivated as looking at other friends’ vests who started
earlier. I prayed as I looked at their pure passion, that those children would value
the word of God more than the knowledge and the success in the world when they
grow up as teenagers and young adults. Also, that the Bible verses they memorized
would move into their hearts and lives not just in their brain, and that they would
walk together with God throughout their lives.

Zion looked forward to the days we do Awana more than I did. I thought it could
never be boring as they do mini Olympics and receive awards. One day, however,
Zion said to me with a happy smile, “Mom! I like the memory verse time more than
the mini Olympics!” he had no reasons but just liked it. When I heard that I simply
thought it would probably be because of his character, but soon I realized that it
was God who poured His grace on him.

나도 함께 교사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 앞에서 말씀 암송
좀 확인해 달라며 부탁하기도 하고 틈틈이 암송하며 시간을 보냈다. 말씀에는 정말 능력
이 있음이 느껴졌다. 말씀이 내 입술에 있으므로 내 입술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
다.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과 유혹들 속에서 주님 말씀은 정말 내 발의 등이고 나의
길에 빛임을 고백한다.
이번 학기를 마치며 큰 아이가 너무 아쉬워한다. 어서 다음 학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고 벌써부터 기대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
한 목마름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
I also thought that I should do the memory verses diligently as well. I tried hard to
do it even asking kids to check what I have memorized. I could realize that the word
of God really has its power. God protected my lips and life as I had the words on my
lips. I confess that His word is the lamp for my feet and a light on my path among
the temptation and different worldviews of the world.
Zion already misses doing Awana as finishing this semester. As I see hi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semester, I hope that he would always be humble before the
Scripture with the thirst for the word of God until the day we stand before the Lord.

정유아 집사(동안)

YooAh Jeong (DongAn)

영어 성경학교

새로운 경험을 통한 배움
Learning from new experience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 지도 몰랐습니다. 비전 캠프에 한 번 참여하면
서 한국 문화를 아주 조금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는 제가 생각한 것 만큼 도움이 되지 않았
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비전캠프에서 경험 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비전 캠프처럼 아이들
과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았고, 이것은 나쁘다기보다는, 그저 다른 점이었습니다.
Before I arrived I really didn't know what to expect. I have been to Vision Camp
and it gave me a tiny glimpse at Korean culture, but that didn't prepare me as
much as I thought. Everything is so different for small camps; you aren't always
with the kids like at vision camp, but that isn't a bad thing – it’s just different.

또 한 가지 큰 다른 것은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비전 캠프 때처럼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
아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저에게
다가와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게임과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수업 시간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었습
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어떤 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기 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하며 정말 많은 좋은 기억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남는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계속 이 성경학교를 섬
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Another big difference is class time. You don't get nearly as much time as Vision
Camp, so you really have to be creative. It's been awesome to see how interactive
the students will get with me. The kids love to talk about games and sports. So far,
class time has really been one of my favorite ways of connecting with students,
even if it's only for a short time.
I don't have a single most memorable moment, though I do have a lot of really
great memories playing with students. I really love taking any of the extra time
after meals to spend with students so that I can play with or talk to them. The kids
really feed my energy to keep going.

서울에서 캠프를 하던 때였습니다. 함께 섬기던 레이첼은 다쳤었고, 캐서린도 많이
있었으며, 저 역시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많은
로 극복해 낼 수 있었고, 저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할 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캠프는 아주 잘
고, 저 역시 학생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쳐
기도
진정
끝났

One of the toughest moments was in Seoul, at this camp where Rachel was hurt,
Katherine wasn't feeling too hot, I didn't feel like I was in the right place
spiritually. We were able to overcome it through a lot of prayer and it seemed that
having some alone time with God really helped me find where I needed to be with
my heart. The camp ended up going really well and I bonded well with a couple of
the students.

성경학교 뿐만 아니라, 한국을 여행할 수 있는 기
회가 생긴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많은 좋은 사람
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
각합니다. 비전 캠프를 통해 알았던 사람들도 만
날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박물관들과 고궁들을
볼 수 있었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
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사
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음식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한국
에 있으면서 먹게 된 모든 것이 제 입
맛에 맞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것을 시
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짧은 기간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
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릴 때에 그
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어린이들이 모든 활동을 하
면서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큰 원
동력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이
렇게 큰지 알지 못했
지만, 모든 캠프를 통
해서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
니다.
I have really enjoyed travelling around Korea. It has been a blessing to meet so
many cool people, old and new. I like seeing all of the museums and different old
palaces; Korea has a really rich history that fascinates me a lot. The food has been
one of my favorite things, and even though I may not love everything we eat, I like
to at least adventure and try it.
I have been able to truly learn a lot over a short time here. Communication can
sometimes be really hard, but I learned that just being patient and letting God
take control works out great. I have learned that I love to see the kids get really
excited over every activity and it gives me the energy to keep going. I honestly
didn't know that I had this much heart for kids and every camp I really look
forward to meeting new students and building new relationships.

Joe Waite(우주원)

Awana 올림픽 교사 후기

교회의 하나 됨을 체험케 하는 Awana 올림픽
Awana Olympics to experience the oneness of the church
Awana 올림픽은 정말 좋은 행사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는 평상시에는 서울지역에
흩어져 Awana를 하는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가 되어 같은 규칙과 질서 안에서 공
정하게 경기하기 때문이다.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은 아주 성공적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
리스도의 몸으로써 이 땅에 세우셨다. 비록 나라와 언어와 민족과 문화는 달라도 모든 교
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다. 이와 같이 Awana를 하는 교회들도 교단에 따라 교리
와 문화가 조금씩 달라도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를 통해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룬다.

I think Awana Olympics are great. The biggest reason is that churches in Seoul
doing Awana gathers together in one place as one and play the games within the
rules. It is very biblical to become one. God made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Although countries, languages, ethnics, and cultures are different, all
churches are one in Christ. Like this, churches doing Awana form one big church as
we all confess Jesus Christ as our savior, even though doctrines and cultur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denominations.

특별히 개회 예배
와 폐회 예배에서
모든 교사들과 단
원들이 한 목소리
로 말씀을 암송하
고 Awana 주제가
를 부를 때가 인상
적이다. 각 지역에
흩어진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한 목
소리로 말씀을 암
송을 하며 한 주제
가 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의 큰 교회라
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게임에
서도 규모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하여 선수들과 코치가 하나가 되
어 최선을 다 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올림픽에 참여하면 평상시에는 생각도 의
견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게임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Awana 올림픽은 협동심을 일으키고 하나 됨을 체험케 하는 참 좋은 행사라고 생
각한다. 더욱 많은 교회가 Awana 올림픽에 참여하여 각 교회의 하나 됨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모습을 체험 했으면 좋겠다.
Especially it is very impressive when all the leaders and clubbers recite Bible
verses and sing Awana theme song with one voice during opening and closing
serve. Again, we can realize that we are one in Christ as churches from various
areas gather in a place, recite Scriptures, and sing the theme song together. It is
also good to see how everyone including players and coaches does their best to

produce good results. We can see people with different thoughts and opinions
playing games with one purpose when attending Awana Olympics. In this respect, I
think Awana Olympics are great that it makes us experience the oneness of the
church. I wish more church would participate in Awana Olympics to experience the
oneness of churches of their own and of the whole group.

김주은 전도사(잠실중앙)
Jooeun Kim(Jamsil Joongang Church)

피지
지역선교사
탈레이 바이홀라

지역개요
인구: 91만명
15세 이하 인구: 26만명
매주 Awana 클럽 수: 36 개
Awana에 매주 전도하는 아이 수: 1,105 명

피지 Awana 를 위한 기도제목
1. 많은 어린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2. 지난 분기 동안 이루어진 많은 트레이닝을 참석한 헌신된 리더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 사역을 위해 꾸준히 후원하는 국내 후원자들을 주심에 감사하며 더 많은 후원자들이 피지
Awana를 위해 후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 어린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명을 가지고 리더들이 꾸준히 헌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5. 피지 Awana 미니스트리 팀이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6. 사역에 필요한 차량을 위한 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FIJI
Regional Missionaries
Talei Vaihola
Area Overview
Population: 912thousands
Population under the age of 15: 264thousands
Weekly Awana clubs: 36 clubs
Kids reached weekly in Awana: 1,105 kids
Prayers for Awana Fiji
1. Praise the Lord for children who have come to know Christ over the past 3 months.
2. Thank the Lord for committed leaders who have attended
the various training sessions during the last quarter.
3. Thank the Lord for our in-country donors who faithfully give to the ministry and
pray that. more donors would come forward to support the ministry of Awana Fiji.
4. Continue to pray that leaders at clubs remain committed
to their calling in leading the children to Christ.
5. Continue to pray for the Awana Fiji ministry team, for good health
and strength to continue serving the Lord.
6. Continue to pray for donations toward a much needed ministry vehicle.

Indonesia
인도네시아

리더의 간증
저는 Awana가 파푸아 지역에 막 들어왔던, 약
15년 전부터 Awana와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Awana의 영향은 엄청나서, 어린이들의 삶을 변
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Awana를 하지 않는
어린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Awana 사역이 미래에 많은 영혼들을 돕
고 구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Awana가 계속 되기
를 소망합니다. Awana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Leader’s Testimony
I have been involved with Awana for 15 years precisely since Awana just entered in Papua. The
impact of Awana’s service to the children in our place, the lives of the children are changing. But if
children outside Awana their life is not good and not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f God.
I hope in the future through this Awana ministry, many souls can be helped or saved. Because so
far many children are doing things that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f God, so if you can
service Awana can go on. Thank you Awana.

인도네시아 Awana의 이야기
1999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Awana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중요성을
알고 이를 위해 앞장서는 단체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Awana의
이를 위한 노력은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많은 교회와 단체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Awana는 Presentation Window 4/
14, Awana 트레이닝, 클럽 방문,
Awana 게임즈, Awana 캠프 뿐만 아니
라 다른 어린이 단체와 연결하는 등 다양
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Awana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도심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외지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한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외지에서 트레이닝을 진행하기 위
한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혜를 주심으로 어려운 지역에 가야하는 우리에
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2018년 초, 인도네시아 Awana 팀은 파푸아에 4명의 선교사를 보내
어 트레이닝과 Awana 게임즈를 진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Awana는 어린이들이게 복음을 전하고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네시
아 Awana와 항상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Awana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Stories from Awana Indonesia
Awana, which has been present in Indonesia since 1999, should be one of the institutions standing
in front to be an advocate of the interests of the child. Awana Indonesia in its implementation
continuously provides encouragement to many churches and institutions to care for children. The
activities that continue to be done by Awana Indonesia are: Presentation Window 4/14, Awana
Training, Club Visits, Awana Games, Awana Camp, networking with other child service agencies.
Indeed, Awana Indonesia wants the Gospel message that the main message is delivered to all
children not only in urban areas but also in remote areas of Indonesia.
In the implementation there are many challenges, one of the hardest is the availability of funds to be
able to conduct training, especially to remote areas. But we do see that the hand of the LORD is
open for this ministry. During the last 2 years God continues to provide what we need by giving us
wisdom in order to go to reach difficult areas. In early 2018, Awana Indonesia Team sent 4
missionaries to Papua to hold training and Awana games. Awana Indonesia will continue to move
to reach the children and to the glory of God. Challenges will always be there, but the hand of God
is always open to Awana Indonesia. Continue to pray for Awana Indonesia.

마지막 올림픽

My Last Olympics
티앤티 최주은(안산꿈의)

T&T Jooeun Choi(Ansan Dream)

1. 자기소개해주세요.
Please Introduce yourself.

저는 안산꿈의교회 Awana 클럽 6학년 최주은 입니다.
I am Jooeun Choi in sixth grade, from Ansan Dream Church Awana.

2. Awana를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How did you get to start Awana?

어릴 때 부모님이 하라고 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I started Awana because my parents told me to do when I was young.

3. Awana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제일 좋은가요? 왜 그 시간이 제일 좋은가요?
What is your favorite time during Awana? Why is that?

게임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게임 시간이 체육 시간이랑 비슷하고 또 체육을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 시간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My favorite is game time. Game time is like a gym class, and it is always fun to
think about gym classes! So, I naturally got to like Awana game time as well.

4.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 출전인가요? 마음이 어때요?

Is this your last time participating in the Olympics? How do you feel
about that?

네, 불티 때도 한 번 밖에 안나가서 좀 많이 나갈 걸 하는 후회가 돼요.
Yes, I only participated in the Awana Olympics one time as a Sparky,
and I now regret not having participated more.

5.올림픽 준비는 많이 했나
요?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Did you prepare a lot?
Were there any things
difficult as you prepare?

많이는 못했어요.
마지막에 긴 시간으로 연습
을 했지만 애들도 다 마지막
이다 보니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많이 준비는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체력적으로 힘든 것
빼고는 다 재미있었어요.
Not a lot. We practiced for a long time at the last moment, but because
it was our last time, we were physically tired, so we could not prepare
very well. However, it was all fun except for the fact that it was tiring.

6. 준비하면서 느낀 점
이 있나요?

What did you feel
as you prepare for
the Olympics?

마지막 출전이다
보니 열심히 해서 금
메달 들고 행복하게
집에 왔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As this is my last Olympics, I wish I could win the gold medal and come
back home happy. I want to do my best for this Olympics!

7. 가장 자신 있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왜 좋은가요?
What is the game you are most confident? Why is that?

이어달리기! 제가 달리기를 평균보다 조금 잘하고 달리기를 좋아해서 더 좋아
하게 되었어요.
Relay races! Because I am good it and like races a lot!

8.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What do you expect the most from the Olympics?

경기도 전체에서 하다 보니, 비전 캠프에 갔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되었어요.
As everyone from Gyeong-gi province gathers here, I looked forward to
seeing friends from the vision camp.

9. Awana올림픽을 같이 준비했던 선생님께 감사한 점을 나눠주세요!
Please share what you are thankful for teachers prepared the Olympics
together!

올림픽 때도 힘드셨을 텐데 저희 도와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주셔서 정
말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us although I believe that it would have
been a lot for you teachers, and I also thank you for preparing great
snacks for us.

2018 Awana 올림픽
-서울, 경기-

서울 올림픽

두근두근

경기 올림픽

오예!

응원

상자에 공 넣기
게임도구
폼볼 4개, 상자 혹은 바구니

선수
전원(동일한 인원수)

게임설명
서클 중앙에 상자를 놓고, 모든 선수들은 가장 안쪽 해시마크 뒤에 팀 대각선
을 따라 일렬로 줄을 섭니다.
맨 앞 선수가 공을 잡고 섭니다. 호루라기를 불면, 맨 앞 선수는 박스에 들어
가도록 공을 던지고, 팀의 맨 뒤로 돌아가 다시 줄을 섭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공을 박스에 가장 많이 넣은 팀이 승리합니다.

주의사항
상자 안에 들어간 공의 개수를 점수로 인정합니다. 상자 안에 들어갔다가 튕겨
나온 공도 점수로 인정합니다.

응용
공 대신 풍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이름 릴레이
게임도구
없음

선수
각 팀당 4명

준비
성경책의 순서만 외우고 있으면 참여 가능합니다.

차렷
각 팀당 4명의 선수가 각자의 팀원 앞에 줄을 섭니다.

시작
첫 번째 팀을 지정하면 그 팀부터 성경의 책이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그 다음 팀은 “출애굽기”.... 성경의 책이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주고받습니다.

승자
모든 팀이 완벽하게 한다면 모두가 승자입니다. 시작 순서를 바꾸거나
책이름을 거꾸로 암송해 보세요.

주의사항
시간을 재어 기록하고 다음 게임시간에 기록을 갱신하도록 도전합니다.

Awana Bridge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Awana Bridge는 한국 Awana를 중심으로
한국의 후원자들과 아시아 전역 16개 국가의 Awana 선교사들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의 사역 필요에 맞게 후원하고,
아시아 선교사들과 후원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를 입양하고 더 나아가 그 나라를 입양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한국 Awana가 동역의 축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팔, 대만, 러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이집트, 인
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우리는 2020년까지 이 국가들의 후원을 마치고,
아시아를 넘어 더 많은 국가의 선교사들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Donation
2006년 한국 Awana 본부는 전 세계 100여 개국 Awana 중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미국으로부터 재정적으로 자립 하여 운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Awana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과 세계 여러 나라를 기도와 물질로
도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훈련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동역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Awana Korea Headquarters have become the third independent Awana from
the US, after Canada and Japan, among about 100 countries doing Awana in
the world. Awana Korea hopes to support countries in the world with prayer
and finance, so that children would born again through God’s word and be
disciplined. We need your help and prayer for this ministry.

경상, 강원 : 김강훈선교사
기업은행 295-043033-01-035 (예금주 : 한국어와나)
서울, 제주 : 정종환,최경숙선교사
기업은행 295-043033-01-074 (예금주 : 한국어와나)
충청 : 김승정, 정영림 선교사
기업은행 295-043033-01-028 (예금주 : 한국어와나)
경기 : 박광희선교사
기업은행 295-043033-01-050 (예금주 : 한국어와나)
전라 : 이애영선교사
국민은행 490301-04-030610 (예금주 : 한국어와나)

한국 Awana 본부 기도제목
1. Awana가 한국에서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한국 Awana 본부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여러 지역의 나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Awana 브릿지를 통해 아시아 각 나라의 Awana 본부와 선교사가 한국의 교회
와 후원자들과 잘 연결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Awana의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Awana Korea Prayer for Year 2018
1. For 500 churches in 2018! In order that Awana Korea can serve more
churches in Korea.
2. In order that Awana Korea can spread good effects to the whole world,
so that we can serve many countries.
3. Pray for the Awana Bridge and the Awana Headquarters and
missionaries of each Asian country to be well connected with Korean
churches and supporters so that settled by the abundant work of God.
4. In order that Awana clubbers would grow in faith and wisdom through
faith.

Awana(어와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의미의
영어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어린이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1950년대에 미국에서 태동한 Awana는 오늘날까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발전한 세계 적인 청소년 선교기관으로서, 세계 100여 개국에서 실시하
고 있으며, 매주 280만 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Awana 클럽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Awana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아름답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대표
이종국 목사 / awanakr@naver.com

부대표
이종환 목사(해외선교) / joy2340@nate.com

본부 선교사 및 Staﬀ
김강훈 부장(경상, 강원) / awanadaniel@gmail.com
정종환, 최경숙 선교사(서울, 제주) / newberith1@gmail.com
김승정, 정영림 선교사(충청) / awanakoreadj@gmail.com
박광희 선교사(경기) / Kwangh22@gmail.com
이애영 선교사(전라) / somang2you@hanmail.net
윤하영 대리 / galileeyhy@gmail.com
박수빈 대리 / awanakr.sp@gmail.com
오예빈 대리 / awanakr.kim@gmail.com
민아영 간사 / awanakr.min@gmail.com
최상아 간사 / awanakr.amir@gmail.com

행정, 물류
김경자 실장 / kyoungja69@naver.com
진득현 과장 / awanakr.jin@gmail.com

복음의 세대를 세워라

